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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솔루션 소개서

IT 인프라 솔루션 Aggregator, 코오롱베니트
IT솔루션 분야의 전문성과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IT솔루션의
No.1 Distributor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IT 솔루션 유통

IT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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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IT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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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9과 x86 Xeon SP 비교

2배

2.6배

코어당 성능

소켓당 RAM

1.8배
소켓당 메모리 대역폭

POWER9 with NVLink와 x86 Xeon 비교

9.5배
CPU-액셀러레이터 대역폭

4U & Tower
1소켓

2U
1/2소켓

4U
1/2소켓

2U
1/2소켓

2U
1/2소켓

4U
1/2소켓

Power E950

1U
1/2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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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U
1/2소켓

2U
1/2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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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U
2/4소켓

7U, 12U, 22U
4/8/12/16소켓

플래시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SDS)

데이터보호
소프트웨어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어레이

SAN(Storage
Area Network)

테이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SDS)

Control
모니터링 및
관리 툴

Copy Data
Management
복제본/스냅샷
관리

Virtualize
이기종 블록
스토리지 가상화

Archive
아카이빙
솔루션

Protect
데이터
백업 솔루션

Protect Plus
VM 환경
데이터 보호

LSF
HPC환경에서의
작업 스케쥴러

NAS
NAS 파일
스토리지

IBM Award-Winning Storage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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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고성능 병렬파일
처리시스템

ICOS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Accelerate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블록 스토리지

Discover
메타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Storage
Insights
AI기반 분석
모니터링

IBM Cloud Paks는 개방형 기술 기반으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클라우드로 전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및 운영하고,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Complete yet simple :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AI 서비스, 완벽한 모듈식 및
사용이 간편합니다.
- IBM certified : IBM은 전체 소프트웨어
스택 지원, 지속적인 보안, 컴플라이언스 및
버전 호환성을 인증했습니다.
- Run anywhere : 사내,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 사전 통합된 시스템에서 어디서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Data & AI

Automation

IBM Watson Explorer
정형/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능, 데이터 통합/검색
기능, 인지컴퓨팅 연계 환경을 제공하여 정보와
지식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자연어 분석 솔루션

국내외 여러 산업에 걸쳐 엔터프라이즈 뿐만
아니라 중견/스타트업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한
IT 플랫폼 서비스

IBM Integrated Analytics System

Enterprise Observability Platform

데이터 웨어하우징 어플라이언스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적화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로 구성되는 통합 컴퓨터 시스템

컨테이너/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정확하고 빠짐없이
모든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서비스
플로우를 설정 없이 자동 제공하는 성능관리 솔루션

IBM Cloud Pak for Data

Robotic Process Analytics

데이터 관리, 데이터 거버넌스 및 분석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리소스 사용을
개선하는 단일 플랫폼

트랜잭션 철, 데이터 조작, 응답 트리거 및 다른
디지털 시스템과의 통신을 위해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해석하도록 소프트웨어 로봇을
구성할 수 있는 기술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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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ge XR11

PowerEdge XR12

PowerEdge R650

PowerEdge
R650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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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ge XE8545

PowerEdge R750
PowerEdge
R6525

PowerEdge R450

PowerEdge R750xa

PowerEdge
R6515

PowerEdge
R750xs

PowerEdge R550
6

PowerEdge
R7525

PowerEdge
C6520

PowerEdge
R7515

PowerEdge
C6525

PowerEdge
MX750c

데이터 보호 솔루션

스케일 아웃 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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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 컨버지드
어플라이언스

외장형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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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ision : 완벽한 커스텀이 가능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 Optiplex : 비즈니스 요구에 완벽히 대응하는 데스크탑
- Latitude : 슬림한 설계, 신속한 비즈니스를 위한 비즈니스 노트북
- Rugged : 힘든 작업과 위험한 환경도 견딜 수 있는 클라이언트 제품

Mobile

Fixed
OptiPlex
Vostro

IoT/Emb.PC
Latitude
Rugged

XPS 2 in 1

Precision
Tower

Edge Gateways

Wyse Thin Client

Latitude & XPS

Precision Rack
Precision

Embedded PCs

Canvas
Vostro
Chrome Book
2 in 1

Accessories & Disp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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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식 확장방식으로 처음에 과도하게 프로비져닝 할 필요가 없어 선행
자본 비용이 최소화
- 작업중단없이 모듈식으로 인프라를 확장하여 배치 작업의 속도를
높임으로 ROI 달성 시간 단축
- 데이터센터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적은 공간에서 다수의 워크로드를
실행하여 운영비용의 절감
- 상용 하이퍼바이저 모두 지원 및 유연관리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배치에 소요되는 선행비용을 최대 80% 절감

클라우드 플랫폼

어플라이언스

Nutanix NX/DX Appliances

OEM Platforms

서버,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킹
리소스가 통합된 플랫폼

원클릭 오퍼레이션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가상화 인프라서비스
플랫폼의 관리솔루션

모든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광범위한
하드웨어 자원 선택

Public Cloud

고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종류의 하드웨어 제조사와 모델 선택 가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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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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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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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웨어

가상화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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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관리 및 서비스

가용성
•

보호
•

InfoScale
- 이중화 및 인프라 관리 솔루션

•

•

NetBackup / Backup Exec
- 백업 및 복구 솔루션

•

Resiliency Platform

통찰력

- 재해복구(DR) 솔루션

•

- IT인프라 분석 솔루션

NetBackup & Flex Appliance
/NetBackup Flex Scale

•

- 통합 백업 어플라이언스

•

NetBackup SaaS Protection

eDiscovery Platform
- 이디스커버리 솔루션

•

Access / Access Appliance

Data Insight
- 데이터 분류, 접근제어, 분석 솔루션

•

-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SDS) 솔루션

•

Enterprise Vault & Vault.cloud
- 아카이빙 솔루션

- SaaS 데이터 보호, 백업, 아카이빙 솔루션

•

APTARE IT Analytics

System Recovery

Merge1
-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 x86 시스템 복구 솔루션

NetBackup

NetBackup

NetBackup

5250 Appliance

5340 Appliance

Flex Scale

● 마스터 서버 또는
마스터/미디어서버
● 중소 규모 워크로드 보호
● 최대 용량: 442TB

● 고성능 미디어 서버
●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 보호
● 대용량, 높은 처리량, 고가용성
● 최대 용량 : 1.92PB

● 자동화된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
● 운영 관리 간소화
● 엔터프라이즈급 레질리언스

Flex

5150 Appliance
● 지사 또는 원격 사무실을
위한 컨테이너 기반
데이터 보호
● 쉽고 간편한 설치
● 경제적인 유지보수

2021 코오롱베니트 제품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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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Access

5340 Appliance

3340 Appliance

● 고성능, 유연성, 민첩성
● 하나의 어플라이언스에서
여러 개의 NetBackup
환경으로 확장 가능
● 효율적인 클라우드 연결

● 데이터 장기 보존
● 테이프 대체
● 백업 아카이빙
● 클라우드로 자동
데이터 계층화
● 최대 용량 : 2,544TiB

- 고객 만족도 1위 : System x는 미국의 마케팅 리서치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수분기 연속으로 1위를 차지
- x86 서버 안정성 평가 1위 : 견고하며 안정적인 Data Center
구축으로 데이터와 시스템 가동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음
- 비즈니스 최적화를 위한 최고의 선택 : 고객에게 필요한 모든
End-to-End 인프라 서비스를 지원

8P

Datacenter

Business
Intelligence

Analytics

4P

4P

2P
Cloud

1U

2P

2U

2P
Virtualization

2P

Retail

Distributed
Enterprise

Small/Mi
d
Business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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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e

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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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des

Mission Critical

- 최신 GPU 아키텍처인 NVIDIA Volta 기반
- 640개의 Tensor 코어 장착
- NVLink를 통해 이전 세대에 비해 2배 높은 처리량 제공
- 아키텍처 내에서 CUDA 코어와 Tensor 코어 페어링 지원
- 900GB/s의 개선된 대역폭과 95 %의 높은 DRAM 이용 효율
- 독립적인 스레드 스케줄링을 통해 finer-grain 동기화 가능

2021 코오롱베니트 제품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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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작업
최적화

지능적인
데이터 저장

MongoDB Ops Manager

언제 어디서나
실행

MongoDB Compass

MongoDB Connector for BI

Emergency
Patches

Monitoring&
Alerting

Query
Optimization

Schema Visualization

Visualization

Automation&
Configuration

Backup&
Recovery

Data Exploration

Analysis Re

Ad-Hoc Queries

porting

RESTAPI

Encryption at Rest

Auditing

LDAP & Kerberos

MongoDB Enterpris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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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emand
Online Training

Platform
Certifications

FIPS 140-2

Commercial License

24 x 7 Support

Customer
Success Program

- GPL v2 라이선스 준수
- MySQL과 동일한 아키텍처와 코드 구조를 사용하여 호환성을 유지
- MySQL에 있는 모든 명령어,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와API가 존재
엔터프라이즈급
확장성이 뛰어난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수평 확장 배치에서
고 가용성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록시

2021 코오롱베니트 제품소개서

- 모든 코드는 GPL, LPGL 또는 BSD에 준하여 배포되는 진정한 오픈소스

대용량 병렬 분산 쿼리 실행
및 데이터 로드를 위한
Columnar 스토리지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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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엔터프라이즈와 클라우드 지원
- 단일 기술, 공개표준, 멀티 프로토콜 및 개방형 데이터 이동 가능
- 하나의 플랫폼으로 일관된 데이터 이동 및 유연한 아키텍처 구성 가능
- 장소, 응용분야, 통신 프로토콜 및 전송 패턴에 구애 받지 않고, 실시간 데이터
이동 (Real-Time Data Movement) 가능
- 별도의 Gateway가 불필요한 통합메시징 플랫폼으로 비용 절감과
복잡성 해소

Public Clouds

Internet of Things

Offices, Partners

WAN

No CPU
‘실시간 대량 데이터 이동’ Pub/Sub + Queueing + Request/Reply + Streaming

No O/S
WAN

Private Clouds

Datacenters

어
플
라
이
언
스

소
프
트
웨
어

서
비
스

탄력적인 설정으로 즉시 가동
MaaS(Messaging as a Service)

2021 코오롱베니트 제품소개서

Big
Data
Lake

온 프레미스 및 클라우드에
쉬운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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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제작된 하드웨어 장비 대용량
처리 및 낮은 TCO

@kolon.com

@kolon.com

영업대표

왕학준 책임

02-2120-7043

hagjun_wang1

영업대표

노태영 책임

02-2120-7239

taeyoung_noh

기술

안재용 팀장

02-2120-7062

jyan

기술

금윤철 팀장

02-2120-7237

yuncheol_keum

견적

테크라인

02-2120-7007

techline

마케팅

박은지 주임

02-2120-7124

eunji_park6

마케팅

조은실 책임

02-2120-7194

jksss3

@kolon.com
장성열 팀장

@kolon.com
영업대표

장종권 수석

02-2120-7120

bellgun

기술

나아람 주임

02-2120-7028

aram_na

마케팅

이현주 책임

02-2120-7142

hyeonju_lee

박주현 수석
(Enterprise)

영업대표

남항우 수석
(Telco)

김정근 책임
(Pub)

@kolon.com
영업대표

김정호 주임

02-2120-7048

jeongho_kim

기술

안재용 팀장

02-2120-7062

jyan

마케팅

김지웅 책임

02-2120-7038

jiwoong_kim

이현주 책임

02-2120-7142

Jangsy

02-2120-7237

jhpark11

02-2120-7133

hwnam

02-2120-7132

jeonggen_kim

기술

금윤철 팀장

02-2120-7237

yuncheol_keum

마케팅

박은지 주임

02-2120-7124

eunji_park6
@kolon.com

@kolon.com
마케팅

02-2120-7239

hyeonju_lee

영업대표

강민석 수석

02-2120-7113

minsuk_kang

기술

금윤철 팀장

02-2120-7237

yuncheol_keum

마케팅

박은지 주임

02-2120-7124

eunji_park6
@kolon.com

@kolon.com
영업대표

유현덕 책임

02-3677-4519

yhd20228

기술

강재호 책임

02-2120-7147

Jaeho_kang

고객센터

지원센터

02-2120-8000

nutanix

마케팅

이현주 책임

02-2120-7142

hyeonju_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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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대표

김정석 책임

02-2120-7752

jeongseok_kim1

기술

이희원 수석

02-2120-7044

heewon_lee

마케팅

김정희 책임

02-2120-7126

jeonghui_kim

Call 02-2120-7194

Mail itd_mkt@kolon.com

Web www.kolonbenit.com

Address 경기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타워 본관 9~12층 (우편번호 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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